윌리엄 스캇 (William A. Scott)
5300 Commerce Court West, 199 Bay Street, Toronto, Canada M5L 1B9
Direct: (416) 869-5521 Fax: (416) 947-0866 wscott@stikeman.com

경력
윌리엄 스캇 변호사는 Stikeman Elliott 토론토 사무소 기업법무 그룹 소속 파트너로서,
구조화 금융 및 금융상품 그룹의 선임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스캇 변호사는 주로
구조화 금융, 파생상품, 기업 금융 및 기업 인수/합병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당사
변호사 윤리위원회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
스캇 변호사는 The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3 에 의해 파생상품 분야에서
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되었고, 파생상품 분야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4 과 파생상품
관련법 분야 2012 Lexpert/American Lawyer Guide to the Leading 500 Lawyers in Canada
에 등재되었습니다. 스캇 변호사는 다양한 고객들의 복잡한 금융 구조에 대하여 법률자문을
제공하고 있으며, 특히 8 개 해외 은행단에 의해 진행되어온 C$320 억 규모의 자산담보부
기업어음(ABCP)의 구조조정 업무에서 선임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, 이는 역대
캐나다 회사 채권자 조정법(CCAA) 상 진행된 구조조정 업무 중 가장 규모가 큰 거래에
해당됩니다.

가입단체
스캇 변호사는 온타리오주 변호사 협회 (Law Society of Upper Canada)와 캐나다 변호사
협회 (Canadian Bar Association)의 회원이며, 영국과 웨일즈 대법원에 solicitor 로 등록되어
있습니다. 또한, 스캇 변호사는 Appleby College 의 이사회 멤버이며, Inter-Pacific Bar
Association 의 의장 당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학력
University of Toronto (J.D. 1982), Cambridge University (BA, Law, 1980), Oxford University
(BA, Philosophy & Politics, 1978).

기타 경력
스캇 변호사는 1989 년부터 1997 년까지 Stikeman Elliott 영국 런던 사무소에서 활동하였으며,
이후 싱가폴 사무소 선임 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.

자격
캐나다 온타리오주 변호사, 1984.

강연 및 저서
스캇 변호사는 파생상품, 기업 인수/합병 및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연 및 저작
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,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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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캐나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인프라: 계속되는 건설 절차, The Euromoney
Derivatives Handbook 2013/14 (Euromoney 2013/2014).
> 캐나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의 최근 전개 방향, The Euromoney Derivatives
Handbook 2012/13 (Euromoney 2012/13).
> 캐나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제의 최근 전개 방향, The Euromoney Derivatives
Handbook 2011/12 (Euromoney 2011/12).
> 캐나다 장외 파생상품 관련법과 실무의 최근 전개 방향, The Euromoney Derivatives &
Risk Management Handbook 2010/11 (Euromoney 2010/11).
> 동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구조조정에 대한 캐나다식 접근법 (IFLR 2009).
> 캐나다 장외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, The Euromoney Derivatives & Risk
Management Handbook 2006/07 (Euromoney 2006/07).
> 2002 ISDA 마스터 계약, 토론토 (ISDA 2007).
> 항공사 지급불능과 관련된 이슈들, 서울 (IPBA 2004).

주요 업무내역
> 5 개 해외 은행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Master Asset Vehicle 2 (MAV2)의 주요
계약서류 수정안 작성을 위한 협의 절차에서 선임 변호사로 역할 수행, 본 수정안 작성은
스왑 해지와 MAV2 어음 상환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임.
> 8 개 해외 은행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C$320 억 규모의 자산담보부
기업어음(ABCP)의 구조조정 업무에서 선임 변호사 역할을 수행, 역대 캐나다 회사
채권자 조정법(CCAA) 상 가장 규모가 큰 구조조정 거래에 해당 (2007 년부터 진행 중).
> 합성자산 (synthetic asset) 구성 및 공모/사모 발행과 관련하여 캐나다 국내 및 해외
금융기관과 연금 펀드 법률자문.
> 브라질 소재 항공 시뮬레이션 훈련 시설의 프로젝트 금융 법률자문.
> 다수의 캐나다 상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채권단 법률자문.
> 특정 캐나다 통신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 (US$3 억 규모)와 관련하여 매수인측
법률자문.
> 캐나다 국내 및 역외 항공 시뮬레이터 판매 및 리스백 거래에서 매도인/임차인 측
법률자문.
> 다음의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Hollinger/Telegraph/Hollinger Digital
그룹 법률자문: 영국에 합작투자 인터넷 포털 handbag.com 설립 (1999 년), Hollinger 가
보유하고 있던 Southam Inc.와 캐나다 역외 신문사업 자산의 구조조정 및 그와 관련된
금융업무 (1995 년-1998 년), 호주 소재 John Fairfax 신문사업 가맹점 지분 25%의
인수와 처분 (1991 년-1995 년), The Telegraph plc 의 런던 증권거래소를 통한
기업공개와 이후 상장폐지 및 관련 금융업무 (1992 년-1996 년), Carlton Television 에
대한 투자 업무와 ITV Morning 및 East of England 상업 텔레비전 프렌차이즈 입찰관련
업무 (1991 년).
> 14 개 발전 및 송전회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APV Rt.
(헝가리의 민영화 담당 국가기관)측에 선임 변호사로 법률자문 (1995 년)
> U.K. 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, National Power plc and Powergen plc, British
Telecommunications plc, Wellcome plc, Railtrack plc, National Grid Holdings plc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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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ance Telecom 그리고 Credit Lyonnais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진행한 여러
건의 글로벌 유가증권 발행 업무와 관련하여 캐나다 측면의 법률자문 제공 (1990 년1999 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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